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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lood pressure is possible to diagnose a disease associated with blood pressure and judgment the current health of patients.

Automatic blood pressure monitor capable of measuring a blood pressure easily in hospital and at home have become spread.

In this study, we developed the blood pressure simulator (BPS) that can test the arm-type automatic blood pressure monitor

that is commonly used in hospital. BPS is to produce a pressure similar to the pressure wave generated in the human blood

using a servo disk motor. Then, using the silicon tube, it implements the situations such as human blood vessels, and to output

the generated pressure waveform. Simply the BPS's phantom put on the cuff and it is able to simulate blood pressure. So anyone

can quickly test the blood pressure monitor within one minute and it is possible to shorten the test time required for the auto-

matic blood pressure monitor. In Performance test, the trends and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values measured in the BPS

is similar to the value of the measured pressure from people with normal blood pressure. Thus, the development BPS showed

a possibility of taking into account the actual blood pressure measurement environment sim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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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혈압은 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바이오 시그널로

써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자료이며 임상학적으로 그 중요도

가 매우 높다. 혈압의 정확한 측정은 개인의 질병을 분류하고

혈압과 관련된 위험을 확인하며 건강관리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필수적이다[1]. 특히 급성환자 또는 수술 시 환자의 상태를 감

시하기 위해 정확한 혈압의 측정은 진단, 치료 및 예후 평가

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혈압측정 방법은 침습적 방법과 비

침습적인 방법이 있다. 침습적인 방법은 혈관에 가는 관을 삽

입하여 압력센서에 혈액을 직접 접촉시키면서 압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지만 환자에게 통증을 주고 감염의 위험도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다. 비침습적인 혈압

측정방법으로는 청진법, 촉진법, 초음파를 이용한 방법, 오실

로메트릭법 등이 있으며 커프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

만 간편하게 혈압을 측정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2]. 이러한

방법 중에서도 오실로메트릭법을 이용한 혈압측정법은 자동혈

압계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자동혈압계는 혈압의중요도가 높

아지면서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관심도가 증가하면

서 많이 보급되어 병원과 가정에서 사용자가 손쉽게 혈압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었다. 자동혈압계는 국제 의료기관 평

가위원회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의 인증 평가시

에도 의료기기 예방점검 필수품목에 포함시킬 정도로 환자 바

이탈 신호 측정에 있어서 중요도가 매우 높은 의료기기이다.

국내외로 환자 바이탈 신호를 측정하는 자동혈압계에 대한 국

제 표준인 IEC 60601-2-30(비침습 자동혈압계의 안정과 성능

에 관한 요구사항)에서 혈압계의 안전성과 정확도를 강조하고

있으며 국내 식약처에서도 혈압계의 측정치에 대한 평가에서

최대평균오류 ±5 mmHg와최대 표준 편차를 8 mmHg를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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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로 규정하고 있다[3]. 이러한 자동혈압계의 정확성을 평가

하기 위해서는 침습적인 방법으로 측정된 혈압과 비교하거나

실질적인 기준 혈압측정기인 수은혈압계와 측정치를 비교하여

야 한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 측정을 위한 시술이 불가피하여

통증과 감염의 위험이 따르고, 후자의 경우 미나마타 국제 수

은협약에서 수은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면서 수은 혈압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측정치에 대한 비교가 힘든 실정이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자동혈압계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압계의 정확도를 검증함에 있어 제조 회사가 보유한 know-

how로 혈압계를 검증하고 있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혈압

계의 경우 국가의 압력표준과의 소급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조회사나 병

원에서는 상용화된 비침습적 혈압 시뮬레이터BP PUMP2

(FLUKE, USA)기기를 사용하여 혈압계를 평가하고 있다. BP

PUMP2는 혈압계 커프내부에 임의의 압력을 주입하는 직접압

력인가 방식을 사용하는데 점검을 위해선 혈압계의 커프내부

와 연결된 점검포트에 혈압시뮬레이터를 연결하기 위한 기술

이 필요하며 시뮬레이션 준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또

한, 실제 혈압측정 할 때와 같이 커프를 통한 압력전달이 이

루어지지 않아 실제 측정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혈압측정 시뮬

레이션이 이루어져 측정에 반영될 수 있는 여러가지 요인들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측정환경을 고려하고 누구나 신속히 자동혈압계를 평가 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컨트롤러(Micro Controller Unit, MCU)를 중

심으로 구성된 아두이노(Arduino, Italy)를 사용하여 실제 혈

관내에서 발생하는 혈압을 재현할 수 있는 혈압 시뮬레이터

(Blood Pressure Simulator, BPS)를 구현하였다. 실제 측정환

경과 같이 서보디스크 모터를 중심으로 혈압과 유사한 압력을

생성시키고 실리콘 튜브를 사용해 생성된 압력을 커프에 전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가되는 압력의 파형 및 최대·최소압

력 그리고 펄스속도는 마이크로컨트롤러의 메모리상의 프로그

램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혈압과 심박동수를 구

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현된 시스템의 압력제어시 시스템

의 출력값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압력센서를 이용한 실시간

압력을 기록할 수 있게 하였다.

2. 전체시스템의 구성

본 연구에서 개발한BPS의 하드웨어는 크게 입력부, 제어부

, 출력부로 구성하였다. 먼저, 입력부는 제어부의 아두이노에

서 제공된 펌웨어 소프트웨어인 IDE(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를 통하여 시뮬레이션 할 수축기 혈압(Systolic

Pressure, SP)과 이완기 혈압(Diastolic Pressure, DP)및 심박

수(Heart Rate, HR)를 PC상의 키보드로 입력을 받아 설정된

값을 모니터상의 화면을 통해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게 표시

하도록 하였으며 설정된 SP와 DP, HR 값은 USB를 통해 제

어부로 전송한다. 제어부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내장된 아두

이노와 마이크로 스위치(Micro switch), 압력센서(Pressure

Sensor)로 구성되며 입력부로부터 받은 SP와 DP, HR값을 받

아 계산하여 출력부를 제어하고 압력센서를 통해 출력된 값을

기록한다. 출력부는 서보디스크 모터(ServoDisc Motor)와 스

크류 피스톤(Screw Piston), 실리콘벨로우즈(Silicon Bellows),

실리콘 튜브(Silicon Tube)로 구성되며 제어부에서 계산된 값

을 압력파형으로 출력한다. BPS의 전체적인 블록다이어그램

은 Fig.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BPS의 주요규격은 현재 상용화 되어

있는 BP PUMP2의 규격항목을 참조하여 Table 1과 같이 나

타내었다.

3. 설계 및 제작

2013 ESH(European Society of Hypertension) / ESC(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성인의 심장은 안

정상태에서 SP가 평균 120 mmHg, DP가 80 mmHg이며 고혈압

환자의 경우는 정상인보다 높은수치를 보이는데 각각 160 mmHg

와 100 mmHg을 보인다[4-6]. 

본 논문의 BPS는 서보디스크 모터의 회전수를 통해 모터와

연결된 스크류피스톤의 행정을 조절함으로써 출력부의 실리콘

튜브내부에 0 mmHg ~ 250 mmHg범위의 압력을 조절할 수

있어 SP와 DP를 다양하게 조절하여 일반인과 고혈압환자의

혈압을 모두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서보디스크 모터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developed system.

Table 1. System specification

Specification Contents

Pressure Generator 0 mmHg to 250 mmHg

Heart Rate 0 bpm to 100 bpm

Resolution 1 mmHg, 1 bpm

Accuracy ±5%

Operating Temperature 5
o

C to 50
o

C

Size L:400 mm×W:300 mm×H:300 mm 

Power AC 220 V, 60 Hz

I 26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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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전주기를 조절함으로써 HR을 0~100 bpm범위에서 조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구현하고자 하는 SP와 DP, HR은

아두이노를 이용해 압력과 대응되는 모터의 회전운동을 계산

함으로써 구현할 수 있다. 

구현된 SP와 DP, HR은 실리콘 벨로우즈 끝단과 연결되어

있는 실리콘 튜브를 통해 출력되게 되는데 모터 및 스크류 피

스톤의 행정에 대응되어 변화되는 압력은 유체를 통해 실리콘

튜브에 전달하여 실제 혈관의 혈압과 유사한 압력파형을 출력

하게 되고 다양한 SP와 DP, HR을 구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1 시뮬레이터 입력부

PC상의 IDE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조작부는SP와 DP, HR의 값

을 키보드를 통하여 설정하도록 하였다. 설정된 값은 모니터를

통해 사용자가 값을 확인할 수 있으며USB를 통해 제어부로 전

송된다. 전송된 값은RAM상의 계산프로그램에서 모터의 회전

주기 및 회전수로 변환된다.

3.2 시뮬레이터 제어부

입력부로부터 전송 받은 SP와 DP, HR의 값들을 처리하고

시스템을 컨트롤 하여 압력파형을 출력하기 위해 Atmega2560

(ATMEL, USA)을MCU로 사용한 아두이노를 적용하였다. 아

두이노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단일 보드 마이크로컨트롤

러이다. 다수의 스위치나 센서로부터 값을 받아들여, LED나 모

터와 같은 외부 전자 장치들을 통제함으로써 환경과 상호작용

이 가능한 물건을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 아두이노의 특성

은 54개의 digital I/O pin과, 16개의 analog input, 4개의 UARTs,

16MHz crystal oscillator, USB connection, reset button을 가지

고 있으며 메모리는 flash memory 256 KB, SRAM 8 KB,

EEPROM 4 KB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동작의 펌웨어 프로그

램을 구성 할 수 있다.본 논문에서의 아두이노는 PC로부터 구

현할 압력값을 입력 받아 모터 회전방향과 회전수를 계산하고

출력부의 서보 디스크 모터를 컨트롤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

확한 출력값을 유도하기 위해 실리콘 튜브에 압력센서를 연결

하여 초기구동 시 출력압력의 셋팅 포인트를 초기화 하도록 하

였다. 압력센서를 선정하기 위해 실제 인체를 대상으로 혈압을

측정할 때 커프에 가해지는 압력의 범위인 0~250 mmHg를 고

려하여 0~5PSI (1PSI=51.715 mmHg)압력측정이 가능하고 자

체 OpAmp가 내장되어있어 측정 압력값을 0.5~4.5 V의 DC값

으로 출력해주는 33A-005G-2210(NANOSENTECH Co., Ltd)

압력센서를 사용하였다. 측정되는 값은 ±1.8% 정확도를 가지

며 동작온도는 -20~+80
o
C 이다. 압력센서의 출력값은 마이크

로 컨트롤러에 내장된 ADC(Analog Digital Converter)를 통해

디지털 값으로 변환, 입력되어 출력부의 실리콘 튜브 압력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IDE의 LOG화면으로 값을 보내준다. 압

력센서의 데이터 시트의 특성그래프에서 압력센서가 실리콘 튜

브 압력범위인 0~5PSI구간에서 선형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

인 할 수 있다. 센서출력에 대한 offset과같은 오차값은 프로그

램에 의해 간단하게 보정이 가능하다.

3.3 시뮬레이터 출력부

본 논문의 BPS에서는실제 혈압파형과 유사한 압력파형을

생성할 수 있도록 압력생성 출력부를 구성하였다. 출력부는

Fig. 2와 같이 서보디스크 모터와 스크류 피스톤, 실리콘 벨로

우즈로 구성된다. 서보디스크 모터에 전원을 인가하면 모터는

제어부의 신호에 따라 회전운동을 발생시키고 연결된 스크류

피스톤축은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환하면서 실리콘 벨로

우즈가 수축 이완되도록 한다. 서보디스크 모터는 U9D-H/HP

ENC-SPCL Servodisk motor (KOLLMORGENTK, USA)를 사

용하였다. 0-488 N-cm의 토크를 가지며 3000 rpm의 회전 수

를 가진다. 공급전원은 30 V이며 전류는 최대 8.59A를 소비

하고 엔코더 피드백을 가지고 있어 매우 정밀하게 모터회전을

컨트롤 할 수 있다. 엔코더의 사양은 1회전에 2540 cycles를

가지고 있으며 TTL출력으로 5 V, 12 V, 15 V 레벨의 출력이

가능하다.

3.4 시뮬레이터 발생부

실리콘 벨로우즈의 수축·이완 압력이 자동혈압계에 실제 혈

Fig. 2. The pressure generating unit is composed of servo disk motor

and silicon bellows, screw piston.

Fig. 3. Siliconetubingcovered with housing cuff and fixed on a cir-

cular phantom of forearm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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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파형과 유사한 압력파형으로 전달되도록 혈압 파형 발생부를

구현하였다. 혈압 파형 발생부는 Fig. 3과 같이 팔모양의 팬텀

과 혈관모형의 실리콘 튜브, 하우징 커프로 구성된다. 팬텀은

BP PUMP2에 사용된 팬텀과 동일한 지름 110 mm 길이 150 mm

사이즈로 제작되었고 하우징 커프 중심부에 실리콘 튜브를 고

정시키고 팬텀에 감싸주어 고정시켰다. 

혈압과 맥박을 발생시키는 실리콘 튜브는 팔의 상완동맥의

특성과 유사하도록 탄성튜브로 구현하였으며 매질의 양을 조

절하여 유연성의 값을 미세 조절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공

기를 유체로 사용하였다. 혈관계의 혈류역학적 특성은 유연성

(compliance)과 저항특성(resistance charact-eristics)으로 모델

링된다. 첫번째 특성인 유연성은 동맥의 부피변화를 압력의 변

화로 나눈값이며, 동맥의 탄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혈관

벽이 변화되는 정도는 혈관의 탄성계수와 연관이 있는데 상완

동맥 혈관의 탄성계수는 E=5 kgf/cm
2이고 내경은 평균4.5mm

이다[7,8].

(1)

R : 혈관의 지름, P : 팽창압력, E : 탄성계수

h : 혈관의 두께, L : 혈관의 길이

식 1에서 나타나듯 혈관의 압력에 따른 혈관의 변화는 혈관

의 지름과 탄성계수, 혈관의 두께와 길이에 의해 결정된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도 탄성계수가 비슷한 E=4 kgf/cm
2이고 지름

이 4 mm, 길이가 150 mm의 실리콘튜브를 이용하여 상완동맥

을 구현하였다. 팬텀과 실리콘 벨로우즈 사이는 심장으로부터

연결된 혈관의 길이를 고려하여 지름 5 mm, 길이 400 mm의 실

리콘 튜브를 연결하였다. 또한, Patel의 연구에 의하면 혈관의

두께는 혈관의 반지름의 10%인데 상완동맥의 내경이 4.5 mm

임으로 혈관두께는 0.45 mm가된다[9]. 그러므로 실리콘튜브의

두께도 이와 유사한 0.5 mm의 두께로 선정하였다. 두번째 특성

인 저항특성은 혈관저항을 구하는 식 2의 Poiseuille [10] 공식

으로 나타낼 수 있다.

(2)

Q : 혈류량, P: 혈압, R: 말초혈관저항, μ=점성계수

L=혈관길이, r=혈관의 반지름

식 2에서 보듯이 유동저항은 혈관 내경의 4승에 비례하기 때

문에 상완동맥을 통과한 혈액의 유동저항은 대부분 지름이 작

은 말초동맥에 의해 그 값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말초

동맥을 대신할 밸브를 연결하여 닫힘의 정도를 조절하면 말초

동맥과 같은 저항을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닫힘 정도를 증가

시키면 압력평균은 상승하지만 혈관저항의 변화는 혈압파형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밸브 없이 실리

콘 튜브만으로 압력파형을 구현하였다[11]. 

유연성에서 혈관과 유사한 실리콘 튜브는 팬텀에 고정되어

실리콘 벨로우즈에서 전달하는 공기유체압력을 말초동맥의 저

항특성과 함께 작용하여 자동혈압계의 커프에 압력파형을 전

달하게 된다.

4. 실험 및 결과

4.1 시스템의 구현

위의 구성된 요소들을 조합하여 Fig. 4와 같이 시스템을 구

성하였다. Fig. 5은 Fig. 4에 보인 시스템의 개략도이다. Fig.

5의 PC에서 압력파형에 대한 파라미터를 아두이노에 전송하

면 MCU의 펌웨어에서 모터의 회전방향과 회전수에 대한 변

환을 수행하고 모터드라이버를 통해 서보 디스크 모터를 구동

시킨다. 초기 구동 시 모터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리미트

스위치와 압력센서가 모터와 스크류 피스톤의 초기위치를 감

지한다. 구현할 압력 값에 해당하는 실리콘 벨로우즈의 체적

초기 설정 시 실리콘 튜브에 인가되는 압력을 압력센서를 통

dR

dP
-------

R

EhL

R
---------- P–⎝ ⎠
⎛ ⎞
-----------------------=

Q
PΔ

R
-------

πr4

8Lμ
---------- PΔ= =

Fig. 4. BPSis composed of Arduino and micro switch, a pressure

sensor, the accurate servo disc motor, the screw piston, silicon

bellows, the silicone tube.

Fig. 5. Schematic diagram of the develop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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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감지하고 모터를 회전시켜 체적을 조정한다. 과도한 음

압으로 인한 실리콘 튜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음압 상승

시 솔레노이드 밸브를 통해 공기량을 조절해준다. 압력파형을

생성하는 실리콘 튜브의 체적이 매우 적기 때문에 400 mm의

실리콘 튜브를 통해 압력 변화를 완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

터의 회전운동이 스크류 피스톤을 통해 직선운동으로 변환되

고 실리콘 벨로우즈가 수축, 이완하면서 실리콘 튜브에 혈압

과 유사한 압력파형을 생성하고 압력센서에서 측정된 압력값

을 PC에 기록, 저장하게 된다.

4.2 BPS시뮬레이션 파형

BPS에서 시뮬레이션 되는 압력파형을 확인하기 위해 주기

는 일반적인 맥박수인 분당 75회(1.25hz), 기준압력으로는 정

상인의 혈압범위인 SP는 120 mmHg, DP는 80 mmHg로 설

정하고 실리콘 튜브와 3방향 밸브에 연결된 압력센서로부터

측정된 압력 값을 아두이노를 통해 로그파일로 저장하도록

하였다. 저장된 시간영역에서 기준압력에 대한 실제 출력압

력 값을 엑셀을 이용하여 그려보았으며 Fig. 6에서 보듯이 실

제 측정되는 혈압파형과 유사한 파형이 그려짐을 확인할 수

있다[12].

4.3 성능 평가

개발된 BPS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FLUKE BIOMEDICAL

사에서 검교정을 받은BP PUMP2와 측정값을 비교하였다.시뮬

레이션을 시현 할 자동혈압계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외래진

료부에서 주로 사용하는 TM2655(A&D COMPANY, JAPAN)

자동혈압계를 사용하였으며 출고 당시 검교정을 마치고 제조한

Fig. 6. Arterial blood pressure and Designed display graph : (a) Arte-

rial blood pressure graph; (b)Designed display of the BPS

output pulse.

Table 2. BP PUMP2 and BPS in a simulated pressure values mea-

sured in the automatic blood pressure monitorTM2655

No

BP PUMP2 BPS

SP

(error:%)

DP

(error:%)

SP

(error:%)

DP

(error:%)

1 119 79 113 76

2 121 81 114 77

3 118 78 119 81

4 121 81 122 78

5 119 80 116 76

6 118 78 123 81

7 120 79 118 76

8 121 80 117 79

9 122 81 113 75

10 119 79 121 79

AVERAGE
119.8

(0.2%)

79.6

(0.5%)

117.6

(2%)

77.8

(2.75%)

STDEV 1.39 1.17 3.65 2.14

Fig. 7. Systolic and Diastolic graph : (a) Systolic graph of BP

PUMP2 & BPS;(b) Diastolic graph of BP PUMP2 & 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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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1년이내인 제품으로 실험하였다.실험은 BP PUMP2와 BPS

에 SP 120mmHg,DP 80mmHg를 출력 압력값으로 설정하였으

며 각 10회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평균과 평균오차, 표준편차

를 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실험에서 BP PUMP2는 SP와 DP의 평균이 각각 119.8 mmHg,

79.6 mmHg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1.39, 1.17을 보였다. BPS

는 SP와 DP의 평균이 각각 117.9 mmHg, 78.9 mmH로 나타났

으며 표준편차는 3.65, 2.14를 보였다. BP PUMP2의 오차율은

SP에서 0.2%, DP에서 0.5%로 나타났으며 BPS의 오차율은 SP

에서 2%, DP에서 2.75% 로 나타났다. Fig. 7의 그래프는 각 시

뮬레이터가 구현한 압력들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BPS에 비

해 BP PUMP 2에서 구현된 압력값들의 변화 추이가 적음을 확

인할 수 있다.

4.4 실제 혈압 측정

실제 상완동맥에서 측정되는 혈압값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

검진을 통하여 측정한 혈압이 2011년 국민 영양 건강조사 자

료의 남녀 평균 혈압 범위안에 드는30대 성인 남녀 각 6명

을 선정하여 TM2655 자동혈압계를 이용한 SP, DP혈압을 측

정 하였다. 대한고혈압학회에서는 자동혈압계를 통한 혈압 측

정 시 최소 2분에서 5분간의 휴식 후 1분 간격으로 2~3번

연속으로 혈압을 측정해 평균을 구하도록 하고 있다[13]. 이

에 대한고혈압학회 고혈압 진료지침의 혈압측정방법을 준수

하여 피 측정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혈압을 측정하였으며

측정결과는 Table 3과같이 나타났다. Table 3에서 볼 수 있

듯이 남자 6명의 SP 측정값은 평균106.9~110.7 mmHg, DP

는 68~71.3 mmHg, 여자의 SP평균은 106.9~113.3 mmHg, DP

는 67.8~70.7 mmHg로 나타났다. 표준편차는 남자가 SP에서

Table 3.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measured with the

TM2655 automatic blood pressure monitor

GENDER AGE
SP DP

AVERAGE STDEV AVERAGE STDEV

Male1 37 108.7 3.1 68.0 2.0 

Male2 33 107.3 3.8 71.3 2.1 

Male3 32 110.0 4.0 69.3 2.3 

Male4 34 107.7 3.2 71.0 1.0 

Male5 35 110.7 4.2 69.8 2.3 

Male6 31 106.9 3.6 69.3 2.6 

Female1 31 110.3 3.1 68.7 2.3 

Female2 34 110.7 1.5 69.7 0.6 

Female3 32 107.7 2.1 68.3 0.6 

Female4 33 114.6 4.1 70.7 2.3 

Female5 36 106.9 3.6 67.8 2.1 

Female6 38 112.4 6.1 70.6 2.6 

Fig. 8. Recurrence of six men three times blood pressure measure-

ments for each measurement. : (a) SP measurement; (b) DP

measurement.

Fig. 9. Recurrence of six women three times blood pressure mea-

surements for each measurement. : (a) SP measurement; (b)

DP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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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2, DP에서 1.0~2.6, 여자는 SP에서 1.5~6.1, DP에서

0.6~2.6을 보였다.

남녀 6명이 3회에 걸쳐 측정한 SP, DP의 혈압 값을 Fig. 8과

9의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측정된 혈압 값들 표준편차와 변화추

이가 Fig. 7에 나타낸 BPS 측정 데이터의 그래프 패턴과 유사

함을 볼 수 있다. 

5.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실제측정환경을 고려하고 손쉽고 빠르게 자

동혈압계를 평가할 수 있는 혈압시뮬레이터 BPS를 개발하였

다. BPS를 평가하기 위해 팔뚝형 자동혈압계인 TM2655를 통

하여 상용화된 BP PUMP2와 개발된 BPS에서 시뮬레이션 된

SP, DP값을 측정하고 평균과 평균오차율, 표준편차를 구하여

비교하는 실험을 하였다. 또한 앞선 실험에서 측정한 값들의

표준편차와 그래프 패턴을 실제 팔뚝에서 측정한 혈압의 결과

와 비교하는 실험을 하였다. 첫 번째 실험에서BP PUMP2 의

시뮬레이션에서 측정된 SP, DP는 TM2655자동혈압계의 측정

오차율 ±3 mmHg와 BP PUMP2의 측정 오차율 0.5%를 감안

했을 때 오차 범위 안에서 매우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수행되

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측정된 값들의 평균이 설정한 값

에 근사하였고 표준편차도 1.17~1.39로 안정적인 시뮬레이션

이 구현됨을 볼 수 있었다. 이는 BP PUMP2가 혈압계에 압

력을 인가하는 방식이 기기에 내장된 규격화된 볼륨을 통한

커프내부로의 직접적인 압력인가로 커프 위치 변화로 인한 변

동인자가 없고 자동혈압계의 커프에 인가되는 압력의 손실이

최소화 되면서 정확도와 반복성이 좋은 것으로 사료되며 BP

PUMP2의 사용자 매뉴얼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4]. BPS의 시뮬레이션에서는 BP PUMP2

에 비해 측정된 SP, DP값의 오차율은 컸으나 TM2655의 오

차율 ±3 mmHg와 BPS 제작 당시 목표 오차율 5%를 고려할

때 측정된 값은 오차범위 안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을 보였다. 두

번째 실험을 통해 BPS에서 측정된 압력 값은 실제 사람들의

상완동맥의 혈압측정을 통해 얻은 값들과 비슷한 변화추이를

보이면서 표준편차에서도 유사한 값을 가지는데 BPS와 실제

혈압측정은 커프를 통한 간접적인 압력인가 방식으로 팬텀 혹

은 팔이 커프에 놓이는 위치에 따라 변화인자가 달라지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2013고혈압 지침 가이드의 혈압측

정 방법에서도 혈압은 측정환경, 측정부위, 임상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 번 측정을 권고하고 있는 이유이

기도 하다[13]. 실제 혈압을 측정할 때는 커프가 팔을 감싸는

부위의 변화와 같은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자동혈

압계를 평가할 때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

의 BPS의 시뮬레이션 방식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BPS의 장점 중의 하나는 자동혈압계를 분해하지 않고서 커프

에 팬텀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는 것이

며 이로 인해 혈압계 점검시간을 1분 이내로 단축시켜 보다 빠

른 점검이 가능하고 누구나 손쉽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BPS에서 측정된 압력 값은 BP PUMP2에서 측정한 압력

값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이는데 이는 측정 시 자동으로

팬텀을 감싸는 커프가 동일한 부위를 감싸지 못해 생기는 측정

오차의 요인도 있겠지만 커프에 놓이게 되는 실리콘 튜브의 특

성이 혈관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매질로 사용된 공기가 실제

혈관의 혈액보다 밀도가 낮다는 등의 특성이 측정의 오차를 유

발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실제 측정환경이 고려된 혈압 측정

을 위한 자동혈압계 평가용 혈압시뮬레이터로서 보다 정확한 측

정 결과를 위해선 실리콘 튜브의 개선과 매질로 사용된 공기대

신 혈액과 유사한 밀도의 액체를 사용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마이크로컨트롤러에 PID프로그램 적용으로 오차율을 더욱 줄이

는 연구를 한다면 보다 정확한 혈압시뮬레이터를 구현 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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